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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설치
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본 
연구는 고갈 위기에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실태
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영화진흥을 위한 해외 유사기관인 프랑스 국립영
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영국 영국영화협회 
BFI(British Film Institute)의 정책과 기금의 재원 확보 및 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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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lm Development Fund was established in 2007 to improve the quality of film arts and promote 
the Korean film and video industry. As a key resource opera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the film 
development fund provides various projects including support for the promotion of Korean film creation 
and production, funding in video-specialized investment associations, export and international 
exchanges of Korean films, and production of small-scale or short films. This study aims to propose 
ways to reinvent the film development fund, which is in danger of being depleted. Based on su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film development fund and 
reviewed previous literatures and related discussions. Furthermore, the policies of similar overseas 
organizations for film promotion including French National Film/Video Center (Centre National du 
Cinema et de l'image annimée,CNC) and the British Film Institute (BFI) were reviewed to draw a 
multi-faceted way to replenish the source of revenue for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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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7년 한국영화시장 규모는 2조 3271억 원으로 전
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극장시장은 관객 수 2억 
1,9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로 증가했고, 매출액은 
1조 7,566억 원으로 0.8% 증가했다. 관객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25
회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 한국영화시장
의 성장요인에는 대기업의 자본유입으로 인한 영화시
장의 확대, 제작편수의 증가, 멀티플렉스의 역할과 배급
시장의 확장, 작품 수준의 질적 향상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영화진흥정책 및 지원 사업은 한국영화산
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영화정책
에 관한 제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된 영화발전기금을 면밀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비디오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
하여 설치되었다[2].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핵심자원으로써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
련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
업지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영화산업 
유통·배급 지원, 영화인프라 조성과 혁신, 영상전문인력 
양성, 영화정책연구 강화, 부가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정부의 출
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1), 영화상영
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외에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 등 미미한 수입원을 구성하고 있
을 뿐 정부출연금, 기부금품 등의 다른 수입원이 전무
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은 영화관입장

1)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 재원 조성에 있어서 정부 주도보다는 개
인이나 기업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민간기부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기부는 연방정부가 세금감면을 위
한 소득공제 혹은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을 통해 개
인이나 재단, 자선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3].

권에 3%를 부과하는 부담금이고, 2018년 기준으로 
50,398백만 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발전기금은 입장권 부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영화관입장권 부과
금은 2014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하 영비법) 개정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7년간 한
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
화발전기금의 고갈의 문제점과 재원 확보에 관한 대책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논의를 검
토하고, 그 역할과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영화진흥을 위한 
유럽의 유사기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국립영
화/동영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이하 CNC)와 영국의 영국영화협회
(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의 기금 운용과 지
원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영화발전기금 실태

1. 영화발전기금 현황
2018년도 영화발전기금의 총액은 326,198백만 원

이다.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
금은 2014년부터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4-6]. 이는 
영화 관객 수 증가에 비례하는 것이다. 2017년에 
49,946백만 원[7], 2018년에는 50,398백만 원으로 전
년 대비 0.9% 증가했다[8].

표 1. 영화발전기금 조성 추이(2014-2018)
(단위: 백만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체수입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43,000 45,423 47,280 49,946 50,398

투자조합  
출자금  
회수

1,870 4,700 14,720 11,500 3,500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8,890 7,510 7,764 7,787 4,671

국고보조금 
 반환금

- - 1,000 1,0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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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발전기금 지원실적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영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용한다.

지난 5년간의 지원 사업을 보면 영화제작지원, 영화
산업 유통지원, 국제영화제 육성, 인적자원 육성관리, 
첨단영화 기술육성, 영화정책지원,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향유권 강화,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총 
295,906백만 원을 지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세부 지
원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첫째, 영화제작지원 사업은 기획개발지원,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영화촬영현장 응급의료지
원,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에 지
원을 한다. 둘째, 영화유통지원 사업은 전용관 운영지
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 해외상영행사 지원, 영화촬영
지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영화제 육성, 독립영화
제 개최지원, 국제영화제 육성지원을 한다. 셋째, 첨단
영화 기술육성 사업은 첨단영화 제작지원 및 차세대 영
상콘텐츠 제작에 지원을 한다. 넷째, 영화정책지원 사업
은 영화정책 및 산업연구, 공정환경조성 사업지원, 유공
영화인 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현장영화인 전문
성강화 교육,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영상미디어센
터 운영,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우리이야기 영상
제작 지원,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에 지원을 한다. 
다섯째,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사업은 촬영소 관리운
영,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스튜디오 및 
조명기기 대여 서비스에 지원을 한다. 여섯째, 영화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은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 및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에 지원을 한다. 일곱째, 외국영
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외국영상물 로케
이션 지원을 한다.

표 2.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 규모(2017-2018)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7 2018

영화제작지원 32,542 23,093

영화산업 유통지원 10,318 14,606

영화정책지원 1,948 9,552

첨단영화 기술육성 4,427 4,256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3,111 2,344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1,623 1,434

국제영화제 육성 2,580 영화산업 유통지원에 포함

인적자원 육성관리 4,568 영화정책지원에 포함

영화향유권 강화 3,470 영화정책지원에 포함

  
3. 영화발전기금 고갈의 쟁점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은 영화산업에 다음과 같은 이
슈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첫째,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입장권에 
관한 부과금이 폐지의 소지가 있다. 2003년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기금상의 납입금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공
연장입장권에 부과된 부담금이 폐지된 판례가 있다. 헌
법재판소는 입장권 부과금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 납부의무자와 이익향유자 사이에 밀접한 집단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10]. 집단동질성, 근
접성, 집단책임성, 집단효용성 등이 적용되지 않고 국민
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 사유였다. 이런 사
례를 볼 때 영화발전기금도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폐지
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의 운영도 불투명하다.

둘째,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
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할 것이다. 영화발전기금 운용
의 기본방향인 창작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 상생의 생태계조성, 신규시장
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또한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

가산금 - - - 15 15

사업수입 
등

1,628 1,540 1,705 1,625 1,625

관유물  
매각대

55,679 55,710 48,609 - -

합계 111,067 114,883 121,093 71,873 60,459

정부내부
수입

공자기금
예탁 

원금회수

20,000 - - 30,000 30,000

공자기금
예탁  

이자수입

1,446 1,373 1,373 1,638 2,212

합계 21,446 1,373 1,373 31,638 32,212
여유자금

회수
232,764 232,749 252,338 223,863 233,527

기금 총액 365,277 349,005 375,007 327,374 32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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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은 커다란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셋째,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첨단영화 기

술육성, 영화정책지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등 영화진
흥위원회의 모든 지원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 자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넷째, 한국영화 해외 수출 지원과 해외 홍보 및 비즈
니스 지원, 국내영화제 육성,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국
제영화제 육성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
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준비 기간과 지원체계에 문
제가 발생하여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Ⅲ. 영화발전기금 재원조성 관련 선행연구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주요 재원인 영화관입장권에 
징수하는 3%의 부과금은 2021년까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있다. 그 이후 영화발전기금의 존
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영화
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는 필수불가결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다.

최태규[11]는 한국과 프랑스의 정책 비교분석을 통
해 영상산업 공적지원 집행기구의 통합을 지향한다. 현
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
며 재원의 조성을 확대하고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환[12]은 영화발전기금으로 한국영화의 안정적
인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고 영상인프라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투융자 및 출자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자산유동화와 성공불융자 제도를 제안했다.

노철환[13]은 프랑스 영화지원정책과 지원기금 사례
를 분석하여 한국영화발전기금 사업의 불균형 해소와 
운영비 사용 재정비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성준·이덕주·윤하·김태구[14]는 영화발전기금의 경
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지원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
였다. 영화산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산업으로의 파급력
을 고려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며, 분석대상인 
정량적인 성과지표 외에도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의 
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유추하였다.

양영철[10]은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통해 입장권 부과금 중심의 수입구조를 개선하
고, 입장권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관람객의 효용을 위한 
지출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진수·김경택·이덕주·박성준[15]은 영화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를 검토하고, 핵심 파라메터를 도출하여 영화
발전기금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을 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 성장의 상대적 기여도를 도출하였다.

이아람찬[16]은 영국영화기금정책 연구를 통해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은 다양한 정부기금으로 이루어져 있
고, 가장 대표적인 기금은 국가복권기금과 영국 국세청
(HMRC)기금으로 전체의 60%를 점유한다고 했다.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와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필요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다수의 
연구들이 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것이고, 
해외영화기금의 재원 조성 및 지원 사업 실적 등에 관
련한 분석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영화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 사업을 운용하고 있
는 프랑스 CNC와 영국 BFI의 영화기금 정책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안들
이 제시될 수 있다.

Ⅳ. 해외영화기금 재원조성 및 운용현황

1. 프랑스의 영화기금 조성
프랑스의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은 프랑스의 국립영화

/동영상센터인 CNC가 관리하는 영상물 기금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 CNC 기금은 프랑스 및 유럽의 영상산
업 활성화 및 창작물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다[17]. 

[그림 1]의 프랑스 CNC의 기금 조성 내역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영화관입장권에 부과되는 세금 TSA(Taxe 
sur les entréees en salles de spectacle 
cinéematographique)는 146,0M€, 텔레비전 서비
스의 제작 및 송출에 대한 세금 TST(Taxe sur les 
éditeurs et les distributeurs de service de 
télévision)는 500,0M€, 그리고 비디오와 VOD에 대
한 세금 TSV(Taxe video et Vad)는 25,7M€이고, 기
타 3,0M€로 총 금액은 637,2M€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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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입장권에 부과되는 
세금(TSA)
146,0M€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작 
및 송출에 대한 세금(TST)

500,0M€

비디오 및 VOD 
세금(TSV)
25,7M€

기타
3,0M€ 

조직 운영비
37,5M€

총 기금
637,2M€

그림 1. CNC 영화기금 조성(2018년) 
  

2. 프랑스의 영화기금 운용 
[표 3]의 프랑스 CNC 분야별 예산을 보면 2018년에 

영화제작 및 창작지원 130,530,000유로, 시청각제작 
및 창작지원 277,958,000유로, 기술산업과 혁신지원 
20,341,000유로, 배급상영 및 홍보지원 216,133,200
유로, 디지털 계획지원 4,452,000유로, 기타영화 및 시
청각지원 35,722,800유로, 지원업무 38,823,000유로
이고, 총 금액은 723,960,000유로로 전년 대비 상승했
다[19].

표 3. 프랑스 CNC 분야별 예산(2017-2018)
사업분야 2017년 예산 2018년 예상액

영화제작 및 창작지원 130,397,000€ 130,530,000€

시청각제작 및 창작지원 271,740,000€ 277,958,000€

기술산업과 혁신지원 17,225,000€ 20,341,000€

배급상영 및 홍보지원 213,559,000€ 216,133,200€

디지털 계획지원 2,566,000€ 4,452,000€

기타영화 및 시청각지원 33,231,000€ 35,722,800€

지원업무 37,857,000€ 38,823,000€

총액 706,575,000€ 723,960,000€

  
3. 영국의 영화기금 조성

영국의 영화산업 진흥 및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
국 정책의 중심에는 영국영화협회 BFI가 있다.

영국영화기금의 특징은 영화기금의 재원이 매우 다

양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함으
로써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아래 [표 4]를 보면 2015-2016년도 영화기금의 총 
금액은 523.0백만 파운드고, 이는 2014-2015년도 
413.8백만 파운드에 비해 109.2백만 파운드 증가했다. 
기금의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은 영화 세금감면(UK film 
production tax relief)으로 338.4백만 파운드로 
2014-2015년도에 비해 87.1백만 파운드 증가했다. 다
음으로 복권기금(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은 2015-2016년도 75.4백만 파운드로 
2014-2015년도에 비해 14.3% 증가했다. 문화미디어
스포츠부의 지원금(DCMS grant-in-aid to the BFI 
and NFTS)은 2015-2016년도 26.4백만 파운드로 
2014-2015년도에 비해 5.0%로 증가했다[20]. 이와 같
이 영국영화기금의 핵심 재원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영국영화기금 조성 내역
2013/14 2014/15 2015/16

£ mill
ion % £ mill

ion % £ mill
ion %

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 73.1 18.1 62.8 15.2 75.4 14.3

DCMS grant-in-aid 
to the BFI and NFTS 30.6 7.6 33.0 8.0  26.4 5.0

Film 4/Channel 4 15.6 3.9  15.2 3.7 26.1 5.0
Northern Ireland 

Executive 3.2  0.8  2.4 0.6 13.0 2.5

BBC Films/BBC 10.6 2.6 10.4 2.5 10.5 2.0
Other EU 5.7 1.4 4.9  1.2 7.6 1.4

Scottish Government 4.1 1.0  2.1 0.5 5.1 1.0
Arts Council England 7.2 1.8 6.8 1.6 4.7 0.8
European Union(EU) 

MEDIA sub-programme 4.3 1.1 3.8 0.9 3.8 0.7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

ustrial Strategy
-  -  0.1 <0.1 3.3 0.6

Welsh Assembly 
Government 2.8 0.7 3.6 0.9 3.1 0.6

Higher Education 
funding 1.2 0.3 1.2 0.3 1.8 0.3

National/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9.2  2.3 12.7 3.1 1.7 0.3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1 0.3 1.1 0.3 1.5 0.3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0.3 0.1 0.3 0.1 0.4 0.1

Local government 0.3 0.1 0.2 <0.1 0.2  <0.1
Other public sector -  <0.1 -  <0.1 0.1 <0.1

NESTA -  -  -  -  0.1 <0.1
Total public 

sector selective 
investment

171.1 42.5 162.5 39.3 184.6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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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의 영화기금 운용

영국은 안정적인 영화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다양
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아래 [표 5]를 보면 
2015/2016년도 영국영화기금 운용 분야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제작(Production) 분야를 보면 
424.2백만 파운드로 2014/2015년도에 비해 76.1% 
증가했다. 배급과 상영(Distribution and exhibition)
을 보면 2015/2016년도 42.2백만 파운드로 
2014/2015년도에 비해 7.6% 증가했다. 연수 및 기술
교육(Training and skills)은 2015/2016년도 24.3백
만 파운드로 2014/2015년도에 비해 4.4% 증가했다. 
필름 아카이브(Film archives and heritage)는 
2015/2016년도 20.7백만 파운드로 2014/2015년도
에 비해 3.7% 증가했다[20]. 영화기금의 재원이 증가함
에 따라 영화 지원사업 또한 매년 전체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영국영화기금 사용 분야

Ⅴ.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조성 방안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타 기금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화관입장권 부
과금에만 의존하는 현실은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안
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회계에 의한 전
입, 타 기금의 전입, 복권기금의 출연, 온라인 상영에 세
금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전입
첫째, 일반회계를 통한 방법이다. 이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영화진흥에 관하여 정부의 지
원이 활발한 영국의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영국의 영화 공공기금 중 정부
의 국고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2016/17년 문화미디
어스포츠부(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보조금(grant-in-aid)은 29백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3백만 파운드 증가하였다[21]. 정
부의 국고지원은 안정적인 수입의 재원으로써 중·장기
적인 영화진흥사업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2. 영국영화 공공기금
  

2. 타 기금의 전입
둘째, 타 기금을 전입하는 방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

2013/14 2014/15 2015/16
£ milli

on % £ milli
on % £ milli

on %

Production 284.2 67.5 316.6 6.0 424.2 76.1

Distribution and exhibi
tion 31.8 7.6 18.6 4.0  42.2 7.6

Training and 
skills 17.7 4.2 17.7 3.8 24.3 4.4

Film archives 
and heritage 17.7 4.2 18.5 4.0 20.7 3.7

Education,
young people and 
lifelong learning

39.6 9.4 46.4 10.0 14.0 2.5

Export and inward inve
stment 

promotion
9.2 2.2 13.1 2.8 9.4 1.7

Administration 
and services to 

the public
7.3 1.7 24.4 5.2 8.1 1.5

Development 10.3 2.4 7.4  1.6 8.3 1.5

Business support 3.1 0.7 2.7 0.6 5.9 1.1

Total 420.9 100.0 465.4 100.0 557.1 100.0

UK film production 
tax relief 231.8 57.5  251.3 60.7 338.4 64.7

Total public sector 
selective and 

automatic funding
402.9 100.0 413.8 100.0 5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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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에 전입시키고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출연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법 제5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지원, 관광상품 개발지원 등이 있다. 이
는 영화 로케이션 촬영지를 관광진흥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입의 경우는 프랑스 CNC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프랑스 CNC의 기금 수입 중에는 
TST가 있다. TST는 방송 편성과 방영권에 세금을 부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방송통신발전기금(2018년 
기준 8,030억 원)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도 고려 대상이
다. 프랑스 CNC 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영화로 발생되
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 다시 영화진흥을 위한 재
원으로 환원이 된다는 사실이다[22].

3. 복권기금의 출연
셋째, 복권기금의 출연시키는 방법이다. 영국은 복권

기금을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한다. 영국영화협
회 BFI의 주요 재원은 복권기금이고, DCMS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 BFI의 수익사업, 후원 및 기부금 등이 있
다.

[그림 3]을 보면 2017-2018년 BFI 총 수입은 94.5
백만 파운드이다. BFI AS A FUNDER 수입내역 중 복
권기금(National Lottery)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
산의 87%를 차지하고 45.7백만 파운드이다[23].

그림 3. BFI 수입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산업이 포함되어 있고, 2018년에는 문화

예술진흥기금에 1,821억 원을 전입하였다[24]. 따라서 
복권기금의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에 전입하는 것도 방
안이다.

4. 온라인 상영 부과금 징수 
넷째, 온라인에서 영화 콘텐츠를 상영하는 사업자에

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2018년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에서 상영되는 무료 또는 유료 동영상을 제공하
는 모든 운영자가 달성된 매출액에 2%의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이 세금은 CNC의 창작기금으로 사용할 예
정이다. 이 법령은 유튜브세 혹은 넷플릭스세(La taxe 
sur la diffusion en vidéeo physique et en ligne 
de contenus audovisuels)라고도 불린다. 과세 기준 
밖에 있던 동영상 무료 게재 사이트를 시스템 안으로 
들여오는 첫 단계로 프랑스와 유럽 영상 관련 창작 활
동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25]. 현재 한국 온
라인 영화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재원
확충의 방안이 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영화발전기금의 현황과 재원 고갈의 문제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의 당위성, 재원 확
보의 필요성 및 재원 조성 방안을 고찰하였다. 영화발
전기금은 한국영화를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커다
란 역할을 하였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한국영화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2021년 이후에 
영화관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영
화진흥위원회의 운영조차 불투명해지고, 이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난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문화정책 중 영화산
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영
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및 재원 확충이 필요
하고,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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